
 
소개
전통적으로 시계, 기계, 전기, 금속 및 의학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스위스는 고도의 
산업화가 적용된 정밀 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켰으며, 현재 첨단 생산 공정 분야에서 선
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 첨단 연구 센터와 혁신 산업 간의 긴밀
한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스는 국제 기업들이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고 고성능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스위스의 직업 시스템과 진보적
인 노동법으로 인해 숙련된 기술 인력의 가용성이 높아 효율성과 생산성이 더욱 향상된
다. 따라서 스위스는 유럽 시장의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또는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 시
설을 구축하기 위한 훌륭한 출발점이다. 

스위스는 특히 공급망을 온전히 유지하고자 할 때 여러 기업이 직면하는 새로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알프스 국가 스위스는 글로벌 위기 와중에도 강력
하고 견실한 곳으로 여러 번 입증된 바 있으며, 기업은 안정적이고 위험도가 낮은 환경
뿐 아니라 높은 품질, 기술적 탁월성 및 신뢰와 지속적으로 연관된 브랜드를 통해 수익
을 높일 수 있다. “Made in Switzerland”이기 때문이다.

OFFICIAL PROGRAM

1st
세계 지식 재산기구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1위

주요사항

출처: WIPO; INSEAD; FM Global, 2020; 
BAK Economics, 2018 

1st

인시아드(INSEAD)
글로벌 경쟁력 지수 1위

2nd
FM 글로벌

글로벌 탄성 지수 2위

3rd

글로벌 로봇공학
특허 보유 3위 (인구 고려)

1

3

1

2

enabling new business

메이드메이드  인인  스위스스위스
( )( )

견실함 혁신혁신
    리더리더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전문기술전문기술

생산생산
효율성효율성

숙련된
기술
인력

스위스의 첨단 제조



스위스의 장점

     
신흥 시장과 기존 시장에는 모두 스마트 생산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고도로 숙련된 인재가 부족하다는 유사한 문제가 있
다. 이 문제는 자격과 의욕이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는 상당히 큰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왜 스위스인가?
• 스위스의 직업 교육은 노동 시장에 중점을 두고 이론과 실제 간

의 이원성에 기초를 둔다. 스위스의 이중 교육 시스템은 국제적
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하이테크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하
는 기술 인력의 능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의 예로 제시되고 있다. 
이중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특히 정밀 제조 산업에서는 매년 수
많은 젊고 잘 훈련된 인재가 노동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고
도로 자동화된 기계를 작동하는 숙련된 기술진의 고용은 오류 
감소, 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스마트 생산에 특별히 중요한 제조 단지 형성은 전반적인 가치사
슬(제조자, 서비스 제공자, 공급자, 주요 고객, 연구 기관과 대학)
을 따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는 기업들의 지역적 
집중이 중요함을 뜻한다. 신속한 확장 가능성과 혁신을 육성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산업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를 제공하는 생산 
환경은 여느 때보다 더 요구된다.

왜 스위스인가?
• 스위스는 특히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이다. 제조 산업에서 기인

하는 GDP 비율은 산업화된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것은 제
조 단지의 힘과 막강한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의 인상적인 징
후이다. 

• 스위스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산업계가 가치 사슬 전반에 걸
쳐 지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지역에 퍼져있는 공급자 및 특화된 
서비스 제공자의 일관성으로부터 혜택을 누린다. 또한 스위스
는 탄탄한 국제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인 유럽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스
위스에서 기업은 고객이 있는 곳에서 생산을 하는 최신 트렌드
를 따를 수 있게 된다.  
 

• 스위스는 높은 수준의 효율적인 지식 및 기술 이전으로 유명하
다. 대학과 지역 산업 간의 실용적인 협력으로 기업은 주기적으
로 생산 과정의 최적화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 지난 십 년 동안 스위스는 세계 지식 재산기구 글로벌 혁신 지
수(Global Innovation Index (WIPO))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혁신 투자를 성과로 바꾸는 나라다. 또한 연구와 개발에 쏟는 
상당한 투자뿐 아니라 지역 대학교의 높은 수준과 광범위한 인
적 자원 때문에 스위스는 한결같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당사는 하이테크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생
산하는 것이 기대하는 성과를 올
리게 합니다.” 

ANDREAS WIELAND
CEO Hamilton, Bonaduz (GR)

스위스 스마트 팩토리

스위스 스마트 팩토리 (SFF: Swiss Smart Factory)는 인더스트
리 4.0을 위한 스위스의 첫 테스트 및 데모 플랫폼이다. 기술의 
개발 및 아이디어의 시장 도입을 지원한다. 응용 중심의 연구와 
인더스트리 4.0의 이전과 관련해 선도적이고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스위스의 중심지가 되는 것뿐 아니라 독특한 혁신과 활동
이 일어날 수 있는 파트너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스위스 스마트 팩토리는 스위스 이노베이션 파크 비엘/비
엔(SIPBB: Switzerland Innovation Park Biel/Bienne)에 위치해 
있다. www.sipbb.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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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PO study “Patents and additive manufacturing: Trends in 3D printing technol-
ogies”,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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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노동법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다. 기업은 상업적 요건에 따라 직원을 단기 통보로 채용하
거나 해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에 따른 부수적 임금 비용
도 비교적 낮다. 노동 분쟁은 거의 없으며, 지난 10년간 파업이 
발생한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적다. 따라서 방해 없이 비용 대
비 효율이 높은 생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2. 높은 수준의 혁신 잠재력을 가진 막강한 생산 단지

1. 특화된 인재 자원과 진보적인 노동법

http://www.sipbb.ch


4. 견실한 공급망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최근의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문제는 기업 견실성의 중요성을 바
꾸었다. 고위 경영진들은 이제 기업의 위험 노출을 다르게 평가
한다. 견실한 지역 공급망과 비즈니스 지속성 확보가 전략적 고
찰에 필수가 되고 있다.

왜 스위스인가?
• 스위스는 신생 기술은 물론 신뢰, 안전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가

공존하는 곳이다. 스위스의 안정적인 정치적·경제적 환경은 글
로벌하게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이 새로운 시대에 디지털 제조
와 공급망 공정 개발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 세계에서 가장 견실한 경제국을 발표하는 비즈니스 탄성 지수
2020(FM Global Resilience Index 2020)에서 스위스는 2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는 설비 구축, 공급망 확장, 새로운 시장 진출
과 같이 광범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업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
공한다.

•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스위스는 소비자와 가까운 지역 공급
망 수립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 안정적이고 진보적인 스위스 법률 제도는 지적 재산을 막강하
게 보호하고 연구 및 투자활동에 필요한 투자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한다.

• 스위스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어권 지역에 위치한 공과 대
학교 및 응용과학 기관은 스위스의 과학적·기술적 우수성을 지
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잔과 취리히에 위치한 두 개의
(EPEL, ETHZ) 연방 공과 대학(Federal Institutes of Tech-
nology)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산업 제조 분야의 교수진을 확
보하고 있다.

• 스위스의 정밀 단지는 전통적이고 성공적인 스위스의 시계 산
업을 기반으로 해를 거듭하며 발전해 왔다. 탁월한 지식과 고도
로 숙련된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생산 기술을 요하는 수
많은 산업이 들어서게 되었다. 오늘날 스위스의 정밀 단지에는
로봇 공학, 의학 기술, 적층 제조 (3D 프린팅 프로세스)를 위한
제조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3.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 – 높은 품질과 신뢰도를 나타
내는 강력한 라벨
고객은 점점 더 한 국가 또는 기업 내부에서 혁신, 설계, 생산의
통합을 뜻하는 “진실성(authenticity)”을 바람직한 품질로 여긴
다. 스위스는 제품 발명과 설계는 물론 제조에까지 독특한 기회
를 제공한다. “Made in Switzerland” 라벨은 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 스위스인가?
• 스위스 제품과 서비스는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매우 좋은 평판

을 받아 왔다. 스위스산 제품은 신뢰성, 높은 품질, 긴 수명, 뛰
어난 기술력을 떠올리게 하며 이런 특성 때문에 소비자는 더 높
은 가격을 흔쾌히 지불한다.

• 스위스 제품의 좋은 평판은 특히 생산 과정에서 제품과 산업 디
자인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기인한다. 전자동 커피 머신과 같은
일상 용품과 현대적 기계 공구와 같은 산업 제품에서 이 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 B2B 분야의 제조기업은”Made in Switzerland” 브랜드로 이익
을 누릴 수 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스위스
정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테슬라, 해밀턴 등은 주력
제품의 핵심 제조 부품을 스위스에서 생산한다.

스위스니스(SWISSNESS)

기업이 산업 제품에 “made in Switzerland” 라벨을 사용하려
면 적어도 제품 제조 비용(R&D를 포함하여 품질 보증과 인증
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재료와 생산비)의 60%가 스위스에
서 발생해야 한다. 또한 주요 생산 단계도 반드시 스위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추가 정보:s-ge.com/swiss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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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M Global, 2020

비즈니스 탄성 지수(Global Resilience Index)
        비즈니스 환경의 탄성 별로 130개 국가와 지역의 순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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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 미국 바이오 테크 회사인 바이오젠(Biogen)은 졸로투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이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바이
오 테크 생산 공장 중의 하나이다. 이 공장은 최신 바이오젠 아
이디어를 유가식 세포 배양 기술(fed-batch cell culture tech-
nology)과 단백질 정제에 결합시켜서 대규모 바이오 제약 생산
을 가능하게 했다. 이 회사는 향후 수년에 걸쳐 약 15억 스위스
프랑을 투자하고 600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스위스 글로벌 기업인 ABB는 새로운 양팔 로봇 솔루션인 유미
(YuMi)를 2015년 4월에 선보였다. 이 솔루션은 작은 부품 조
립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었다. 유미의 독특한 특성과 주요 속
성은 사람의 안전에 어떤 위험도 주지 않으면서 사람과 함께 일
할 수 있는 “선천적으로 안전(inherently safe)한” 등급 이라는
점이다. 유미는 스위스에서 발명, 개발 및 설계되었다.

• 2019년 다국적 기업인 휴렛팩커드(HPE: Hewlett Packard
Enterprise)는 EMEA 본사가 위치한 제네바에 고객이 장치, 기
계 등과 같이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
터를 활용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새로운 사물인터넷 혁신 센터
(IoT Innovation Lab)를 열었다. 휴스턴과 싱가포르 다음으로
제네바는 HPE의 세 번째 전 세계적인 사물인터넷 센터이다.

• 해밀턴(Hamilton)은 생명 과학, 저장, 측량과 의학 기술 분야에
서 글로벌 기술 리더이다.  현재 전 세계 직원의 수는 2,850명
이상이며, 그중 1,300명 이상이 스위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
럽 본사와 주 생산 설비는 보나두츠(Bonaduz)와 그라우뷴덴의
라인 강 계곡에 있는 도마트(Domat)/엠스(Ems)에 있다.  2018
년 4월 바이알 산업 단지(Vial Industry Park)에 자사 의료 장비
에 사용하는 소모품 생산을 위하여 전자동 생산 설비를 구축하
였다. 해밀턴은 스위스의 매력적인 채용 환경, 품질과 정밀을 중
요시하는 전통은 물론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유로 스위스를 선택하였다.

• 리노 울트라소닉(Rino Ultrasonics)은 스위스 동부 로만스호른에
기반을 둔 초음파 용접, 절삭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이다. 작은 가
족 회사에서 시작해 40여 년에 걸쳐 40개 이상의 국가에 사무실
을 둔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였다.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 과
정을 위한 초음파 장비를 제공하며, 모든 제품은 100% 스위스에
서 생산한다.

•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는 제약 생산 변경을 목적으로 하
는 새 공정인 연속 생산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바젤에 있
는 노바티스 본사에 위치한 연속 생산 현장에서는 업계 최초로
화학적 및 제약적 생산의 모든 단계가 한 곳에서 통합되어 있
다. 노바티스는 이 혁명적인 시도가 제약 생산 시간은 90%, 생
산 비용은 30%에서 50%까지 잠재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연락처와 추가 정보

관련 정부 기관 및 규제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SERI 
www.sbfi.admin.ch

Innosuisse – Swiss Innovation 
Agency 
www.innosuisse.ch

> Additive Manufacturing Net-
work (AM Network)

협회 및 네트워크

arcm.ch

cluster-precision.ch

swissmem.ch

swissphotonics.net

swisst.net

switzerland-innovation.com

virtualswitzerland.org

연구 및 기술 이전 센터

advanced-manufacturing.ethz.ch

amnetwork.ch 
am-ttc.ch 
www.csem.ch

empa.ch

iot-lab.ch

microcity.ch

m2c.epfl.ch

www.satw.ch

www.sfa-am.ch

sipbb.ch

unitectra.ch

uptownbasel.ch

스위스 무역투자청

Tech Location Switzerland

s-ge.com/tech

Handbook for Investors 

s-ge.com/handbookforinvestors

More factsheets on 

Switzerland as a business location

s-ge.com/fact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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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유럽으로의 사업 확장이나 스위스에서의 비즈니스를 고려 중이십니까? 스위스 
무역 투자청에서는 무료 자문을 제공하며 스위스에서의 정착을 위한 모든 단계
를 지원합니다. 비관료적 방법으로 스위스 캔톤의 사업 홍보 기관과 연결해 드리
며 세금, 부동산 분야 등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락처 : s-ge.com/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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